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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가 없어서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서울장학재단은 꿈이 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그 꿈을 펼치지 못하는 청소년을 지원하고,  

장차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 양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8년 12월 설립된 서울장학재단은 서울시민 여러분과 황영기 초대 이사장께서 

하나하나 기초를 다져주셨습니다. 그 위에서 지난 3년간 재단 임직원들이 흘린 땀방울이 

작년부터 눈에 띄는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저 역시 올해 서울장학재단에 합류하여 

재단 설립 취지에 맞게 교육에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서울을 이끌어 나갈 미래의 참된 인재를 찾아 지원하는데 힘을 쏟겠습니다.

재단 설립 이후 서울장학재단에서는 하이서울장학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고등학생의 수업료와  

학교운영비를 지원해 왔으며, 국가 발전의 초석이 될 기초학문분야 박사과정 대학원생을 

지원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비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 소녀가장, 

조손가정과 긴급한 경제적 위기에 빠진 가정의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장학사업을 개발해 왔습니다.  

또한, 2011년부터 새롭게 시작한 진로연계형 장학사업인 ‘희망파티쉐’를 통해 장학사업의 

새로운 방향을 찾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사업범위를 더욱 확장하여 하이서울장학금 대학분야를 새롭게 시작하는 해입니다.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대학생의 등록금 문제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장학 예산을 편성해 학생과 가정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이 보고서는 저희 재단과 자라나는 미래의 꿈나무들에게 관심을 가져 주신 여러분께  

2011년 재단에서 해온 일들을 정리하고 재단의 여러 소식들을 알려드리기 위해 만들어진 

공식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를 받아보시는 여러분께 서울장학재단의 2011년도 장학사업 실적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보고 드리고, 재단의 지속적인 발전 방향에 대해 함께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서울장학재단과 장학생들에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장학재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서울장학재단 이사장

미래의 희망을 키우는 

서울장학재단

2007.	 11.	 07 서울장학재단설립 기본계획 수립

2008.	 05.	 29 장학재단설립 및 운영조례 공포·시행

	 12.	 08 장학재단 설립허가 승인 (시교육청)

	 12.	 24 장학재단 설립 창립총회 (재단출범)

황영기 초대 이사장 취임

2010.	 02.	 01 사무국 개소 (중구 남대문로 10길 9, 803호(삼각동, 경기빌딩))

2011.	 06.	 21 서울장학재단 - 신세계SVN 업무제휴 체결

2012.	 02.	 24 제2대 이경희 이사장 취임

	 03.	 17 사무국 이전 (종로구 율곡로 84, 304호(운니동, 가든타워))

	 04.	 02 서울장학재단 - 한국베링거인겔하임 업무제휴 체결

배움의  

고른 기회 제공

부모의 경제력 차이가 아이들의 

꿈의 차이로 이어지지 않도록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서울의 미래를 위한  

큰인재로 키우기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를 

지원하여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사회에 필요한 

따뜻하고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시민과 함께 만드는  

배움의 울타리

시민·기업·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미래의 희망인 

학생들이 꿈을 이루는데 필요한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재단 발자취

조직 (이사회)
임원 이름 소속

이사장 이경희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이사 강신섭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이사 박성경 ㈜ 이랜드그룹 부회장

이사 안철수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이사 이기형 ㈜인터파크 회장

이사 이승호 ㈜꿈꾸는 이상 대표이사

이사 이찬승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대표

이사 한경희 ㈜ 한경희생활과학 대표이사

이사(당연직) 신용목 서울특별시 교육협력국장

이사(당연직) 이지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감사 장경준 삼일회계법인 대표

감사(당연직) 정학조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재단 소개

서울장학재단은 배움의 꿈을 

함께 키우고자 합니다

04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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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2011년 서울장학재단

기획교수위원회

하이서울장학금 대학원 분야 장학생  

선발 기획교수위원회를 개최하여 2011년도 

장학생 선발 방식 및 심사 방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희망파티쉐 MOU 및 장학증서 수여

청소년에게 꿈을 주는 장학사업을 위해  

신세계SVN과 서울장학재단이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이날 장학생에 선정된 고등학생 20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습니다.

하이서울장학금 대학원분야 기획선정위원회 개최

2011년 2학기 대학원분야 장학생 선발을 위한 

기획선정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희망파티쉐 캠프

여름방학을 맞은 1기 희망파티쉐 장학생들은 

희망파티쉐 캠프에 참여하여 앞으로의  

다짐을 새로 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했습니다.

제 10회 임시이사회 개최

제10회 임시이사회에서는 상반기 장학사업에 대한 

주요 결과보고 및 서울장학재단 직원 복무규정에  

대한 심의 의결이 있었습니다.

2011년도 2학기 대학원분야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

세종홀에서 열린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기초과학 및 인문학분야 대학원분야 신규 장학생  

322명이 장학증서를 받았습니다.

씨티 - 코스비 여성CEO	장학금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

미래 여성인재 육성을 위한 씨티 - 코스비 여성CEO 

장학금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장학생에 선정된  

11명이 장학증서를 받았습니다.

제 3회 정기이사회 개최

제 3회 정기이사회에서는 1년간의 장학사업에 대한 

결과 보고 및 2012년 장학사업 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있었습니다.

서울과학교실

하이서울장학금 대학원분야 장학생들이 

서울과학교실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기초 과학에 

대해 지식을 나누는 재능 기부를 하였습니다.

제 9회 임시이사회

제 9회 임시이사회에서는 2010년 회계결산 보고와 

함께 2011년도 한해 동안 이루어질 서울장학재단 

장학사업에 대한 주요 보고가 있었습니다.

희망파티쉐 장학생 모집

희망파티쉐 장학사업은 제과, 제빵에 관심 있는 

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는 진로연계형장학사업입니다.

하이서울장학위원회 개최

하이서울장학금 고등학교분야 장학생 선발을  

위해 하이서울 장학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각 학교장으로 부터 추천 받은 서울시내 저소득층 

고교생 약 25,000명이 하이서울장학생에 선정되어 

수업료와 학교운영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서울장학재단 사무국 워크숍 실시

재단 사무국 워크숍을 통해 장학사업 운영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전북인재육성재단을  

방문해 지방자치단체 장학사업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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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지정기탁장학금

2011년 서울장학재단 사업 소개

2011년도 하이서울장학금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하나고는 자율형사립고등학교로서 

정원의 20% 이상을 사회적배려대상자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서울장학재단은 지역균형발전과 저소득층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나고는 2010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여 지난해에는 

1학년 30명, 2학년 30명이 모두 3억 2천 4백만원을 

하이서울장학금 자율형사립고 분야로 지원받았습니다.

|   자율형사립고   |

324,000 천원

수업료와 학교운영비를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 고등학생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익혀야 할 시기에 경제적인 이유로 필요한 교육을 

받지 못한다면,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기 쉽습니다. 2004년부터 시작된 하이서울장학금 

고등학교분야는 매년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고등학생들의 수업료와 

학교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총 25,214명이 

장학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우리아이희망장학금은 가정의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로 인해 

교육비를 낼 수 없는 가정의 청소년을 지원하기 마련된 장학사업이며, 

우리은행에서 매년 장학금을 기부해주고 있습니다. 일반 저소득층의 

학생은 교육청이나 하이서울장학금 고교분야를 통해 수업료와 

학교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지만, 장학금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갑작스럽게 경제적 위기가 맞은 가정은 교육비를 제때 지원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러한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장학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긴급한 위기가정의 학생 

75명이 총 4천 8백 8십만원을 장학금으로 지원받았습니다.

씨티 - 코스비 여성CEO 장학금은 씨티 - 코스비 여성기업아카데미 

수강생 여러분께서 특성화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소녀가장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기부해주시는 장학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적 활동이 활발해진 오늘날 미래의 여성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우수 학생들 가운데, 보호자의 지원이 없는  

소녀가장 학생을 대상으로 졸업할때 까지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해에는 총 11명이 장학금 9백 5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   고등학교분야   | |   우리아이희망장학금   |

|   씨티코스비 여성CEO 장학금   |

25,214
명

9,975,389 천원 48,800 천원

9,500 천원

우리나라 기초학문의 발전을 위해 인문학 및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대학원 박사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초학문은 

실용학문에 비해 지원자가 적고 연구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하지만, 기초학문이 밑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실용학문의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장학재단은 지난해 인문학 598명, 

기초과학 564명의 박사과정 장학생에게 총 30억 2천 9백 5십만원을 

지원해 우수 연구자들이 학술연구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푸른꿈희망장학금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사회적기업인  

에코시티서울(SR센터)이 폐휴대폰 수거캠페인을 통해 버려지는 

금속자원에서 마련한 수익금을 서울장학재단에 기부하여 조성되는 

장학금입니다. 조성된 장학금은 저소득층 조손가정의 학생들을 위해 

사용되며, 지난해 64명에게 총 3천 1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희망파티쉐는 서울장학재단과 제과·제빵 전문기업인  

신세계SVN이 파티쉐를 꿈꾸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본격적인 

진로연계형 장학사업입니다. 학생을 선발해 장학금만 지급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했을 때 자신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과 교육을 제공하고, 졸업 후 후원기업인  

신세계SVN에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기를 시작으로 고교 1학년생 20명을 선발해 장학금 

1천 8백만 원과 신세계SVN 제과·제빵 기능장의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   대학원분야   | |   푸른꿈희망장학금   |

|   희망파티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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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전화는 불통이었다. 잠시 후 온 메시지. ‘콘퍼런스 중이니 잠시 후 쉬는 

시간에 연락 드리겠습니다’. 몇 시간 후 전화벨이 울렸다. 정신없이 바쁜 

것 같았다. 명랑한 목소리였지만 인터뷰 시간을 잡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청각신경으로까지 전달될 정도였다. 공부하고 있다는 연구소로 찾아가기로 

했다. 자유시간이 많은 대학생인줄 알고 근처 카페에서 편하게 만나려던 

애초의 기대는 어긋난 셈이다. 연구실은 가톨릭 의과대학 별관 10층. 환자로 

북적거리는 외래병동과는 거리가 먼 풍경이다. ‘병원에 이렇게 조용한 곳도 

있구나’. 두 번째 예상도 살짝 빗나갔다. 병원에 있다고 하기에 응급실 환자들 

사이로 뛰어다니는 레지던트의 이미지를 먼저 떠올렸으니까. 아무도 없는 

복도 어딘가에서 오늘의 주인공 이지윤씨가 불쑥 나타났다. 복도 끝에 있는 

문을 열어 아무도 없는 작은 세미나실로 들어갔다. 오붓하게 자리를 잡고 

앉아 첫인사를 나눴다. 생글생글 웃는 얼굴이 앳되어 보이는 그녀는 알고 

보니 두 아이의 엄마였다. 당연히 결혼 전의 젊은이일 것으로 생각했던 

세 번째 예상도 허물어졌다. 이후에는 모든 게 자연스러웠다. 결혼도 했고 

엄마라는 공통점이 생기니 대부분의 이야기가 본 듯이 쉽게 머릿속에 

그려졌다. 다음은 그녀의 이야기다.

결혼하고 얼마 후, 남편의 유학을 위해 자신의 공부를 접고 외국에서 살아야 

했다. 그 사이에 아이들을 키우고 남편 대신 생활비를 벌어들이느라 눈코 

뜰 새가 없었다. 한국으로 돌아오고 나서도 중단된 공부에 미련이 계속 

남아 있었다. 주부의 일도 많고, 한국 생활에 적응해야 하는 아이들의 

엄마 노릇도 있었지만 공부를 계속하고 싶다는 열망을 꺾지는 못했다.  

‘이제 와서 공부를 하는 것이 너무 이기적인 것이 아닐까’에 대한 갈등도 

많았다. 그러다가 결심했다. ‘열심히 공부해서 사회에 이로운 연구결과를 

낳는 것으로 보답하자’고. 빠듯한 살림에 돈을 벌어도 시원치 않은데 자신의 

공부를 위해 투자할 여력은 없었다. 그래도 학업을 지속하려고 꾸준히 

다양한 장학금을 신청하면서 노력 하다보니 조금씩 길이 열렸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다 보니 사회에 감사하고 보답하려는 마음이 

저절로 생겼다. 바쁜 공부 탓에 연구에만 전념하기에도 시간이 벅찬 지경이니 

행동으로 옮길 여유까지는 없었다. 그러다 계기가 생겼다. 서울장학재단에 

장학생으로 채택되고 나니 학자금을 지원받는 대신 한 학기에 7시간의 

나눔 봉사를 실천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던 것. 서울장학재단 

측에서는 장학금 지원이 일회성 혜택을 일방적으로 베푸는 것에 그치지 

않도록 기왕이면 선의의 기부자로부터 출발한 나눔이 릴레이처럼 연결되는 

선순환의 물꼬를 트고자 했다. 누군가에게 도움 받은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것을 베푸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상징적인 의미로라도 기부를 받는 장학금 수혜자가 최소한의 봉사시간을 

채울 수 있도록 적극 권장했던 것이다. 최소한의 봉사시간만 대충 때워도 

누가 뭐랄 사람이 없는 일이었다. 연일 자기 연구에 집중할 시간도 부족하긴 

했다. 하지만 마음을 고쳐먹었다. 기왕 하는 일인데 이번 기회에 최선을 

다하여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었다. 개인의 삶이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과 

도움을 주어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생각은 우리 부부가 애초부터 가진 

생각이기도 했다. 7시간의 봉사 시간을 어떻게 채울까 궁리했다. 혼자서 

봉사 프로그램을 짜보기로 했다. 얼마 전 일본의 학회에 참석했을 때 경험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그 학회의 토픽은 세포치료와 유전자치료에 관해 상당히 

복잡하고도 전문적인 내용이었는데, 저녁 뉴스에 자세히 보도를 해주었고 

모든 국민이 그런 정도의 고급 의학 연구 내용을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우리나라 모든 국민까지는 몰라도 과학을 배우는 

어린이에게는 이런 내용을 소개해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 2

학년, 6학년에 다니는 아이들이 있었기에 학교에 제안을 하니 선생님들도 

기꺼이 시간을 내서 전체 아이들이 골고루 들을 수 있게 시간을 교실 

별로 배정해주셨다. 같은 내용이라도 학년마다 수준에 맞춰 교안을 달리 

준비하다보니, 생각보다 준비가 복잡했다. 하지만 교실에 가서 우리나라 

세포치료, 유전자치료에 대한 강의를 했을 때 호기심 가득한 아이들의 

눈망울을 바라보고 나서 모든 고생이 씻은 듯이 사라졌다. 얼마나 재미있게 

듣고 관심을 보이는 지 의무봉사가 아니라 스스로 더 큰 위안을 받은 셈이다. 

혼자 계획한 프로그램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얻은 정신적인 만족이 한동안 

힘든 공부를 지탱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간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아이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을 조금 덜 수 있었다. 엄마가 하는 공부를 좀 더 

이해하고 자랑스러워 해줬기 때문이다. 나에게 가족이 없고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없었다면 이런 식의 엄마 아이디어는 생겨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언제나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모범을 보이며 살아야겠다는 생각과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서로 돕고 잘 어울려 살 수 있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도 한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 

보니 저절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게 된다. 사랑의 힘일까?

생물을 좋아하는 것으로 씨앗을 내린 그녀의 공부가 지금은 조혈모세포와 

면역체계를 깊이 연구하는 나무로 한창 자라는 중이다. 이지윤씨는 인류의 

건강에 획기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날을 꿈꾸는 과학자인 동시에 한 가정의 

어머니다. 그녀가 자기의 꿈을 접어버리지 않고 어려운 자신의 길을 꿋꿋이 

가도록 도와주는 세상이 고맙다. 그 모두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 

장학생 인터뷰 _ 대학원분야 이지윤 장학생

글  김정은  http://humantraveler.com

사랑의 힘

기부자 인터뷰 _ SR센터

주요 일간지 1면이나 TV, 라디오 뉴스에 비치는 우리들의 세상은 언제나 

시끄럽습니다. 권모술수와 사건사고가 매일같이 오늘을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의 심장을 오그라붙게 만듭니다. 하늘이 저리 맑은데, 나무와 꽃이 

이리 어여쁜데, 오로지 인간만 추악하고 더러운 것 같아서 우울해집니다. 

하지만 정말 그게 다일까요?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도 

어떤 자긍심이 필요하니까요. 오늘은 아름다운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서울장학재단에 기부금을 보내고 있는 <SR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시내에서 버려지는 소형 가전제품이나 폐휴대폰을 수거해서 분리하고 

자원을 재활용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휴대폰이나 소형 가전 안에는 여러 

가지 희귀 금속들이 쓰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모아 매각하면 수익금이 

생기게 되고 그 수익금은 직원의 임금을 제외하고는 불우이웃성금과 

장학금으로 활용하도록 사회에 모두 환원합니다. 듣기만 해도 기분이 

저절로 좋아집니다. 생존이 약육강식의 투쟁방식으로 지탱되는 게 아니라 

평화와 나눔의 순환으로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아름다운 사회적 

기업의 시스템을 누가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몇몇 직원이 사무실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인터뷰 약속을 

해놓았다고 대표이사를 찾으니 한 쪽에 앉아서 업무에 몰두하고 있는 

한 사람을 가르킵니다. 독립된 사장실은 커녕 다른 직원들과 비슷비슷한 

책상에 같이 앉아 계시더군요. 반갑게 맞으며 옆방으로 가라고 안내를 

해줍니다. 들어가 보니 견학을 오는 학생들이나 외부인에게 <SR센터>

가 하는 일을 알리기 위한 교육장입니다. 자원의 재활용과 사회적기업의 

순환구조를 설명해주기 위해 벽면마다 홍보자료가 가득합니다. 쓰레기로 

나뒹구는 소형가전을 모아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가전제품 안에 이용되는 희귀 금속들을 활용해 경제적 가치를 재생산하는 

일입니다. 둘째로는 유해금속의 적법한 관리를 통해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일입니다. 셋째는 서울장학재단에 장학금을 보내기도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희망플러스통장을 만들어주는 일을 통해서 수익금을 사회에 

환원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넷째로 이 모든 과정을 사회적 약자라고 

분류되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수행하게 한답니다. 일반 노동 

시장에서는 소외되어 직장을 구하기가 힘든 사람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는 

것이지요. 더 많은 사람에게 일할 기회를 주기 위해 이곳에서는 할 일이 

아무리 많아도 초과근무를 안 한답니다. 일이 생기면 일자리를 하나 더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 고용 기회를 늘리는 거지요. 조금 더 일하고 

나서 임금을 더 받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이곳에서만큼은 ‘나눔’이라는 

기본 테마가 철저히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이런 일에 관심을 갖게 되었나요? 사업 구상의 목표점이 

많이 다르네요? 이 일을 하면서 생활비는 충분히 나오십니까?” 

<SR센터>가 하는 일에 대해 활발한 목소리를 내시던 대표님이 쑥스러워 

하면서 말꼬리를 흐립니다. 

“흔히 젊은 시절에 하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 생각에서 비롯된 거지요. 

어려운 사람들을 자주 보면서 일하다보니 모두에게 도움이 될 방법을 

자꾸 생각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요즘 일하면서 충분한 생활비를 버는 

집이 얼마나 있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도 비슷한 일을 하면서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조금 미안하지요.”

인터뷰를 끝내기 전에 얼굴이 나오도록 사진을 좀 찍자고 했더니 한사코 

만류합니다. 이 사업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자원순환형 에코도시를 

지향하는 서울시와 연계하여 움직이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거지요. 자신은 

사업자가 아니라 ‘매개자’ 혹은 ‘연결자’의 역할을 할 뿐이라면서요. 대신에 

다섯째 일의 목표에 욕심내시더군요. 보다 많은 서울 시민에게 이런 

사업의 취지를 알려서 소형가전이나 폐휴대폰을 더 많이 수거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달라고 말이에요. 무심코 우리가 버리는 것들이 새로운 희망의 

씨앗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답니다. 

이 사업이 시행된 후, 서울시에서는 가정에서 소형가전을 버릴 때 배출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우체국, 아파트 등에 설치된  

전용수거함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자치구에서는 이 물건들을 <SR센터>로 

보내서 활용합니다. 간혹 일반인에게 사들여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이윤을 

얻으려는 업자들도 있습니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그런 사업체들과 따로 

계약을 맺어 이익금을 얻기도 하지요. 그런 마을 주민들까지도 이 사업을 

이해하고 기쁘게 동참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딱히 버리기는 아까워 서랍 속에 묵혀두었던 폐휴대폰이 생각납니다. 

꺼내어 동사무소 수거함에 넣으러 가야겠어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한다고 하니 안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반상회에 가서도 물어볼 생각입니다. 

 

돌아 나오는 길에 올려다 본 하늘은 유난히 푸릅니다. 오늘만큼은 세상이 

더없이 따뜻해 보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숨어있었던 아름다운 유전자를 

찾아낸 것만 같아 기분이 훨씬 좋아집니다. 뉴스 1면을 떠들썩하게 채우는 

사람들 대신에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건강한 세상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버티는 거겠지요. 즐거운 사람 산책이었습니다.

글/사진  김정은  http://humantraveler.com

새로운 희망의 씨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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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서울장학재단

이사회 귀중

2012년 2월 10일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629

대주회계법인 

대표이사 공인회계사 

이상남

본 감사인은 첨부된 재단법인 서울장학재단의 2011년 12월 31일과 2010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은 재단에게 있으며 본 감사인의 

책임은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습니다.

본 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본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중대하게 왜곡표시 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확신하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재무제표상의 금액과 

공시내용을 뒷받침하는 감사증거에 대하여 시사의 방법을 적용하여 검증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내용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경영자가 적용한 회계원칙과 유의적 회계추정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감사인이 실시한 감사가 감사의견 표명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본 감사인은 믿습니다.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상기 재무제표는 재단법인 서울장학재단의 2011년과 2010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의 내용을 주석 2에서 기재된 회계처리기준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과목
제 3(당)기 제 2(전)기

금액 금액 

자산

Ⅰ. 유동자산 5,389,359,341 3,779,033,976

(1) 당좌자산 5,389,359,341 3,779,033,976

1.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주석3) 1,927,882,836 730,822,329

2. 단기금융상품 (주석4) 3,400,000,000 3,000,000,000

3. 미수수익 41,732,055 38,397,267

4. 미수법인세환급액 19,744,450 9,814,380

Ⅱ. 비유동자산 91,000,669 109,940,125

(1) 유형자산 (주석5) 37,540,368 41,602,391

1. 비품 62,765,100 52,241,100

2. 감가상각 누계액 (25,224,732) (10,638,709)

(2) 무형자산 8,460,301 9,837,734

1. 소프트웨어 8,460,301 9,837,734

(3) 기타 비유동 자산 45,000,000 58,500,000

1. 임차보증금 45,000,000 58,500,000

자산 총계 5,480,360,010 3,888,974,101

　 부채 

Ⅰ. 유동부채 3,329,155 2,729,941

1. 미지급금 2,796,960 2,183,446 

2. 예수금 532,195 546,495 

Ⅱ. 비유동부채 20,488,500

1. 퇴직급여 누계액 20,488,500 

　 부채 총계 23,817,655 2,729,941

　 자본 

Ⅰ. 자본금 (주석7,11) 3,000,000,000 2,000,000,000

1. 기본 재산 3,000,000,000 2,000,000,000

Ⅱ. 이익잉여금 2,456,542,355 1,886,244,160

1. 전기이월 미처분 이익잉여금 886,244,160 134,709,800

2. 당기 순이익 1,570,298,195 1,751,534,360

　 자본 총계 5,456,542,355 3,886,244,160

　 부채 및 자본 총계 5,480,360,010 3,888,974,101

재무상태표
 단위 : 원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제 3(당)기 :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제 2(전)기 :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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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제 3(당)기 제 2(전)기

금액 금액 

Ⅰ. 사업수익 15,149,715,240 16,813,802,000 

1. 서울특별시출연기부금 15,066,244,000 16,627,000,000 

2. 일반기부금 61,980,000 186,802,000 

3. 기타수입 21,491,240 - 

Ⅱ. 사업비용 13,723,792,731 15,138,537,931 

(1) 사업비 (주석8) 13,355,271,455 14,855,588,810 

(2) 일반관리비 368,521,276 282,949,121 

1. 직원급여 158,713,900 102,643,300 

2. 퇴직급여 20,488,500 - 

3. 복리후생비 23,140,620 11,252,890 

4. 여비교통비 4,800,000 3,390,000 

5. 통신비 2,777,360 2,539,670 

6. 세금과공과금 82,500 179,000 

7. 감가상각비 14,586,023 10,638,709 

8. 지급임차료 104,247,000 110,424,600 

9. 수선비 210,000 - 

10. 보험료 363,210 295,530 

11. 교육훈련비 1,791,400 988,210 

12. 도서인쇄비 1,558,240 1,040,510 

13. 회의비 9,445,150 17,059,620 

14. 소모품비 3,793,200 7,925,320 

15. 지급수수료 9,680,033 7,878,540 

16. 잡비 265,800 - 

17. 무형자산상각비 2,292,043 1,546,266 

18. 업무추진비 10,286,297 2,780,786 

19. 행사비 - 2,366,170 

Ⅲ. 사업이익 1,425,922,509 1,675,264,069 

Ⅳ. 사업 외 수익 144,375,686 76,280,541 

1. 이자수익 144,375,286 76,222,256 

2. 잡이익 400 58,285 

Ⅴ. 사업 외 비용 - 10,250 

1. 잡손실 - 10,250 

Ⅵ. 법인세 비용 - - 

Ⅶ. 당기 순이익 1,570,298,195 1,751,534,360 

과목 자본금 이익잉여금 총계

2010. 1. 1 (전기초) 500,000,000 1,634,709,800 2,134,709,800 

이익잉여금의 기본재산전입 1,500,000,000 (1,500,000,000) - 

당기순이익 - 1,751,534,360 1,751,534,360

2010. 12. 31 (전기말) 2,000,000,000 1,886,244,160 3,886,244,160

2011. 1. 1 (당기초) 2,000,000,000 1,886,244,160 3,886,244,160

이익잉여금의 기본재산전입 1,000,000,000 (1,000,000,000) -	
당기순이익 - 1,570,298,195 1,570,298,195

2011. 12. 31 (당기말) 3,000,000,000 2,456,542,355 5,456,542,355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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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제 3(당)기 제 2(전)기

금액 금액 

Ⅰ. 사업활동 현금흐름 1,594,999,117 1,743,914,510 

1. 사업활동 현금유입 15,149,715,240 16,813,104,000 

가. 서울특별시 출연기부금 15,066,244,000 16,627,000,000 

나. 일반 기부금 61,980,000 186,104,000 

다. 기타 수입 21,491,240 - 

2. 사업활동 현금유출 13,685,826,951 15,129,637,435 

가. 사업비의 지출 13,355,271,455 14,855,588,810 

나. 일반관리비 지출 330,555,496 274,048,625 

3. 사업 외 현금유입 141,040,898 70,165,055 

가. 이자수익 141,040,498 70,106,770 

나. 잡이익 400 58,285 

4. 사업 외 현금유출 9,930,070 9,717,110 

가. 미수 법인세 환급액 9,930,070 9,706,860 

나. 잡손실 - 10,250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97,938,610) (1,171,427,100)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3,613,500,000 1,950,000,000 

가. 단기금융상품의 처분 3,600,000,000 1,950,000,000 

나. 임차보증금의 감소 13,500,000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4,011,438,610 3,121,427,100 

가.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4,000,000,000 3,000,000,000 

나. 비품의 취득 10,524,000 51,543,100 

다. 소프트웨어의 취득 914,610 11,384,000 

라. 임차보증금의 증가 - 58,500,000 

Ⅲ. 현금의 증가 (감소) (Ⅰ + Ⅱ) 1,197,060,507 572,487,410 

Ⅳ. 기초의 현금 730,822,329 158,334,919 

Ⅴ. 기말의 현금 1,927,882,836 730,822,329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현금흐름표
단위 : 원

 단위 : 원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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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단의 개요

재단법인 서울장학재단(이하“재단”이라고 함)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 발굴, 양성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9년 1월 8일에 설립되었습니다.

 

재단의 기본재산은 3,000,000천원이며 설립 후 서울특별시에서 출연하는 기부금수입 및 

출연재산 운용수입, 기타 수입금에서 발생하는 수입 중 해당연도의 재단의 고유목적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남은 잉여금은 이월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재단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설명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재무제표작성기준과 중요한 회계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재무제표의 범위

 재단의 재무제표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로 하고 주기 및 주석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 자산과 부채의 구성 

 재단의 재무상태표의 구성항목 중 자산은 전액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이며, 

부채는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본총계는 기본재산과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익잉여금은 전기이월미처분 이익잉여금과 

당기순이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 수익인식기준 

 재단의 사업수익은 발생주의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라. 사업수익의 구성항목 

 재단의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사업수익은 후원금의 성격에 따라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단은 서울특별시로부터 출연받은 기부금은 서울특별시 출연기부금으로 일반인 

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은 일반기부금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마. 유형자산의 평가와 동 감가상각방법 

 재단의 유형자산은 취득원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수선비 중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 

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당해 자산의 원가에 가산되며, 단지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당기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재단은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아래의 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에 의하여 

계상하고, 이를 간접법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연수

비품 4년

바.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취득원가로 평가하며 합리적으로 정한 내용년수(5년)에 따라 정액법을 

적용하여 계상한 상각액을 직접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사. 현금흐름표의 작성기준 

 재단은 직접법에 의하여 현금흐름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3.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과목 예입처 이자율 (%) 2011. 12. 31 2010. 12. 31 

보통예금 우리은행 외 - 1,927,882 730,822

4. 단기금융상품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단기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과목 예입처 이자율 (%) 2011. 12. 31 2010. 12. 31	

정기예금 우리은행

4.12 500,000 500,000

3.89 2,490,280 2,490,280

3.85 9,720 9,720

2.90 400,000 -

3,400,000 3,000,000 

※ 상기 정기예금 중 500,000천원은 서울특별시로부터 출연받은 기본재산입니다.

5. 유형자산

당기의 유형자산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2011. 12. 31	

기초잔액 41,602

취득 및 자본적 지출 10,524 

감가상각비 (14,586)

기말잔액 37,540

6. 무형자산

당기의 무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2011. 12. 31 

기초잔액 9,838

취득 및 자본적 지출 914 

감가상각비 (2,292)

기말잔액 8,460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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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본재산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당기에 증가된 기본재산은 전기에서 

이월된 이익잉여금 1,000,000천원을 이사회 결의에 따라 기본재산에 전입한 것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2011. 12. 31	 2010. 12. 31 

기초잔액 2,000,000 500,000 

이익잉여금의 전입     1,000,000 1,500,000

기말잔액 3,000,000 2,000,000

8. 사업비구성내역

(1) 당기와 전기의 사업비 구성내역의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계정과목 2011. 12. 31 2010. 12. 31 

장학금 (*) 13,207,686 14,730,166

심사회의 24,800 66,100

대관료 11,439 30,415

홍보사업비 (**) 96,364 -

기타비용 14,982 28,908

합계 13,355,271 14,855,589

* 당기와 전기 중 휴학, 수료, 타 장학금 수혜, 휴학 등으로 반납된 금액 각각 461,503천원과 

432,835천원이 차감된 금액입니다.

** 홍보사업비는 장학포털시스템 구축비, 연간보고서 제작비, 홍보물 제작비를 말합니다.

(2) 장학금 학교별배분내역

1) 당기와 전기에 서울특별시출연금을 재원으로 지급된 장학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기 전기

금액 반납 차감액 금액 반납 차감액

대학원분야 3,262,500 233,000 3,029,500 4,883,000 273,500 4,609,500 

고등학교분야 9,975,389 228,503 9,746,886 10,002,801 159,335 9,843,466 

우리아이 
희망장학금

48,800 - 48,800 51,600 - 51,600 

푸른꿈 
희망장학금

31,000 - 31,000 51,600 - 51,600 

희망파티쉐 
장학금

18,000 - 18,000 - - - 

씨티코스비 
장학금

9,500 - 9,500 12,000 - 12,000 

자립형사립고 324,000 - 324,000 162,000 - 162,000 

13,669,189	 461,503	 13,207,686	 15,001,001 432,835	 14,730,166 

* 우리아이희망장학금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학생을 지원하고 있으며, 푸른꿈희망

장학금은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희망파티쉐장학금은  

제과·제빵에 관심 있는 고등학생을 지원하고 있으며, 씨티코스비 장학금의 경우 전문계 

고등학교 소녀가장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립형사립고 학생에게 배분되는 장학금의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사회적배려대상자 및 저소득층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당기 중 대학원분야의 장학금 지급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명 / 천원

선발
기준

과학 인문학 특별 최종합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2011년 
상반기

249 747,000 285 712,500 - - 534 1,459,500

2011년 
하반기 

312 936,000 313 782,500 3 11,000 628 1,729,500

추가지급 12 36,000 15 37,500 - - 27 73,500

소계 573 1,719,000 613 1,532,500 3 11,000 1,189 3,262,500

장학금 반납액 (233,000)

실제 집행금액 3,029,500

3) 당기 중 고등학교분야의 계열구분에 따른 장학금 지급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명 / 천원

구분 인원 배분액

일반 19,484 9,207,064

특성 5,250 526,986

평생 201 122,755

예체능 279 109,709

소계 25,214 9,966,514

추가지급 8,875

계 9,975,389

반납액 (228,503)

차감계 9,746,886

4) 당기 중 우리아이 희망장학금의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명 / 천원

구분 인원 배분액

초등학교 15    6,000

중학교 32 19,200

고등학교 30 23,600

합계 77 48,800

5) 당기 중 푸른꿈희망 장학금의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명 / 천원

구분 인원 배분액

중학교 37 14,800

고등학교 27 16,200

합계 64 31,000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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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기부자

개인 기부자

김주영, 김지연, 김태경, 김효정, 서정화, 심우재, 오현자, 정미희, 정순애, 정혜숙, 최이연, 하나금, 한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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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당기 중 씨티코스비 장학금의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명 / 천원

구분 인원 배분액

1회차 (4월 7일)
8

4,000

2회차 (9월 7일) 4,000

3회차 (11월 3일) 3 1,500

합계 12 9,500

7) 당기 중 희망파티쉐 장학금의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명 / 천원

구분 인원 배분액

1회차 (7월 11일)

20

6,000

2회차 (9월 2일) 6,000

3회차 (12월 9일) 6,000

합계 20 18,000

8) 당기 중 자립형사립고 장학금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명 / 천원

구분 인원 배분액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22 118,800

사회적배려대상자, 저소득층 38 205,200

합계 60 324,000

9.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재단이 당기 중 서울특별시로부터 기부받은 기부금의 총액은 15,066,244천원입니다.

10. 재무제표의 확정일 

재단의 재무제표는 2012년 2월 23일자 이사회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11. 현금의 유출과 유입이 없는 주요거래의 내역

당기와 전기 중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주요거래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인원 배분액

이익잉여금의 기본재산 전입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2.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단의 당기와 전기의 이익잉여금 처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3(당)기
2011년 1월 1일부터

제 3(당)기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2011년 12월 31일까지

처분예정일 2012년 2월 23일 처분일 2012년 2월 24일

재단의 당기와 전기의 이익잉여금 처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목
제 3(당)기 제 2(전)기

금액 금액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2,456,542,355 1,886,244,160

     1. 전기이월미처분
        이익잉여금

886,244,160 134,709,800

     2. 당기순이익 1,570,298,195 1,751,534,360

Ⅱ. 이익잉여금 처분액 2,200,000,000 1,000,000,000

     1. 기본재산전입 2,200,000,000 1,000,000,000

Ⅲ. 차기이월미처분
     이익잉여금

256,542,355 886,244,160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